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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고서 

서명/저자사항 忍齋先生遺集 / 申埰(朝鮮)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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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 表題: 忍齋先生集 

版心題: 忍齋集 

手書刻序: ...完山柳淵楫謹序 

手書刻跋: 辛未(1931)歲...張命相拜手謹書. 

八代孫[申]敦植謹識. 九世孫[申]世煥謹敍 

내용주기 卷 1, 詩, 書. -- 卷 2, 書, 序, 記, 跋. -- 卷 3, 銘, 贊, 說, 

策問, 祭文, 雜著, 遺事. -- 卷 4, 附錄 

언어 한문 

 

해제 

1931년 大邱에서 석인본으로 간행한 의성 출신 유학자 신채(申埰. 1610-1672) 선

생의 문집 [인재선생유집(忍齋先生遺集)] 4卷 2冊 완질본으로 권두에 '後學完山柳

淵楫謹序', 권말에 '八代孫申敦植謹識' 跋이 있으며 책끝에 판권지가 있다. 상태 

양호하다.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이다. 부친 행상운도찰

방(行祥雲道察訪) 신적도(申適道)와 모친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서 4남 중 3남

으로 태어났다.  

https://uml.yonsei.ac.kr/search/tot/result?st=FRNT&si=2&q=%EC%8B%A0%EC%B1%84


형은 신연(申埏)‧신탄(申坦)이고, 동생은 신점(申坫)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

서 수학하였으며, 홍여하(洪汝河) 등과 학문적인 도움을 주고 받으며 도의(道義)로

써 교유하였다. 광해군 재위 중에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고, 인조가 등극한 뒤

인 1646년(인조 24) 식년시에 진사 3등 10위로 합격하였다.  

시문집으로 신상하(申相夏)가 편집‧간행한 4권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며, 문집 

중에서 주목할 작품으로 『대학(大學)』을 탐구하여 문답 형식으로 집필한 「답대학

문목(答大學問目)」, 『중용(中庸)』‧『대학』의 관계를 연구한 「용학표리설(庸學表裏

說)」,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로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

이 있다. 

 

책목록 

忍齋先生遺集序/柳淵楫 

卷一 

詩 

卜居/申埰 [詩] 

題止止軒/申埰 [詩] 

照心潭/申埰 [詩] 

陶山書院同琴子善李德潤具敬明述懷/申埰 [詩] 

講朱書節要贈院中諸彥/申埰 [詩] 

題湖陽草堂/申埰 [詩] 

尼丘山/申埰 [詩] 

孔夫子/申埰 [詩] 

登泰山/申埰 [詩] 

寒食省退齋先祖墳塋/申埰 [詩] 

旅軒先生輓/申埰 [詩] 

贈柳拙齋/申埰 [詩] 

贈張聽天堂/申埰 [詩] 

次洪木齋傷時韻/申埰 [詩] 

贈別洪木齋/申埰 [詩] 



讀鄒傳有感/申埰 [詩] 

丙子謾詠/申埰 [詩] 

曾王考悔堂府君以孝學旌贈追感伏吟/申埰 [詩] 

贈地主李矦/申埰 [詩] 

除日寄李矦/申埰 [詩] 

與李矦登薇谷亭/申埰 [詩] 

贈別李矦/申埰 [詩] 

次泮中諸友/申埰 [詩] 

泮中旅夜夢見親顏/申埰 [詩] 

王考城隱府君為晦退兩先正抗伸辨疏伏讀有感/申埰 [詩] 

輓孤松宗丈/申埰 [詩] 

輓金重玉/申埰 [詩] 

明倫堂講春秋吟示齋居儒生/申埰 [詩] 

約諸友遊冰溪/申埰 [詩] 

季父懶齋府君以聖節使書狀官赴京/申埰 [詩] 

從兄衛率公之任泰仁/申埰 [詩] 

議以四賢并享藏待時吟示僉座/申埰 [詩] 

贈趙察訪汝後/申埰 [詩] 

輓朴進士君美/申埰 [詩] 

從弟佐郎君赴任高靈/申埰 [詩] 

寄從弟謪泰安/申埰 [詩] 

輓朴寶城欽仲/申埰 [詩] 

輓李和叔/申埰 [詩] 

除夜次高達夫/申埰 [詩] 

書 

上愚伏鄭先生(二篇)/申埰 [書] 

上柳修巖先生/申埰 [書] 

別紙/申埰 [書] 

上柳修巖先生/申埰 [書] 

上金忘窩先生/申埰 [書] 

上金鶴沙先生/申埰 [書] 

與美洞金氏門中/申埰 [書] 



與洪木齋百源/申埰 [書] 

答洪木齋/申埰 [書] 

別紙/申埰 [書] 

與洪木齋/申埰 [書] 

卷二 

書 

與李矦(三篇)/申埰 [書] 

與李孤山/申埰 [書] 

上李白軒相公/申埰 [書] 

上權湖陽先生/申埰 [書] 

與孤松宗丈/申埰 [書] 

上大人(三篇)/申埰 [書] 

上仲父修撰公/申埰 [書] 

上季父掌令公/申埰 [書] 

上季父(二篇)/申埰 [書] 

別紙/申埰 [書] 

寄季君子高/申埰 [書] 

寄禹錫文錫二兒/申埰 [書] 

寄禹文二兒/申埰 [書] 

答大學問目/申埰 [書] 

序 

贈李矦投紱歸洛序/申埰 [序] 

奉餞季父府君以書狀官朝天序/申埰 [序] 

送沈上舍久玉歸覲序/申埰 [序] 

送李上舍德輝西歸序/申埰 [序] 

贈從弟謪泰安序/申埰 [序] 

五友堂詩帖後序/申埰 [序] 

記 

擬以四先生并享藏待書院記/申埰 [記] 

虎溪精舍記/申埰 [記] 

忍齋記/申埰 [記] 

跋 



天朝賞賜庸學後識/申埰 [跋] 

策式後識/申埰 [跋] 

舊遊錄後識/申埰 [跋] 

卷三 

銘 

聖學十圖銘/申埰 [銘] 

太學銘/申埰 [銘] 

薇軒銘/申埰 [銘] 

止止軒銘/申埰 [銘] 

贊 

小學贊/申埰 [贊] 

聖學十圖贊/申埰 [贊] 

說 

自警說/申埰 [說] 

私淑說/申埰 [說] 

禮說/申埰 [說] 

卜居說/申埰 [說] 

策問 

心/申埰 [策] 

祭文 

祭旅軒張先生文/申埰 [祭文] 

祭愚伏鄭先生文/申埰 [祭文] 

祭權湖陽先生亭/申埰 [祭文] 

雜著 

丙子元朝兄弟諸從行薦禮於廟獻壽酌於堂退而團圝會話因有感而書 

/申埰 

己亥正朝戒諸孫/申埰 

逐懶鬼文/申埰 

遺事 

先考虎溪府君遺事/申埰 

卷四 附錄 

家狀/申禹錫 



墓碣銘/李象靖 

行狀/金道和 

輓詞/洪汝河 

輓詞/金尚瑜 

輓詞 

祭文/任世章 

丹邱書院講堂上梁文/柳疇睦 

奉安文/李敦禹 

常享祝文 

請贈爵上言/申相夏 

詠歸堂通藏待會中文 

藏待書院通道內文 

丹邱書院營建顛末/申相夏 

編末記略/申相夏 

跋/張命相 

[跋]/申敦植 

[叙]/申�煥 

 

 

 

 

 

 

 

 

 



신채(申埰)  

항목 ID GC05200923 

한자 申埰 

이칭/별칭 자경(子卿)，인재(忍齋)，삼모(三某) 

분야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10 년 - 신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46 년 - 신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46 년 - 신채 성균관에 입학 

활동 시기/일시 1649 년 - 신채 낙향 

몰년 시기/일시 1672 년 - 신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58 년 - 신채 단구 서원에 배향 

출생지 신채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거주|이주지 신채 이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묘소|단소 신채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사당|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경력 진사 

 

[정의]  

http://uiseong.grandculture.net/
http://uiseong.grandculture.net/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자경(子卿), 호는 인재(忍齋). 참의(參議) 신원록(申元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흘(申仡)이고, 아버지는 참봉(參奉) 신적도(申適道)이며, 어

머니는 파평 윤씨(坡平 尹氏) 첨정(僉正) 윤순조(尹淳祖)의 딸이고, 부인은 안동 권

씨(安東 權氏) 권익창(權益昌)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채(申埰)[1610~1672]는 어린 시절부터 총기를 보이며 학문에 뜻을 두었다. 1629

년(인조 7) 향해(鄕解)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며, 1643년(인조 21)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향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1646년(인조 24)에는 진사시(進士試)에 급

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성균관에서의 학업 활동이 뛰어나 영남의 삼모(三

某)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의 명으로 「태학명(太學銘)」을 

짓기도 했으며, 또 세자의 명에 의하여 「성학 도명(聖學 圖銘)」을 지었다.  

1660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1664년에 부친상을 당하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듯 지극 정성으로 전후 상례를 치렀으며, 그 후로는 과거를 단념하고 실천

의 공부에 전념하였다. 이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집 앞에 매화

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당호를 매죽헌(梅竹軒)이라 하였다. 아울러 팔지산(八智山) 

아래에 별업(別業)을 개척한 뒤, 그곳의 지명을 팔지(八智)[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읍 팔성리]로 고치기도 했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는데, 1931년 후손 신상하(申相夏)

가 간행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글들 가운데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 「용학표리

설(庸學表裏說)」,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과 같은 성리학 논설들이 주목된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1858년(철종 9) 부친 신적도, 계부 신열도와 함께 단구 서원(丹邱 書院)[현 경상북

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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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